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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및 지자계를 이용한 실내 측위 기술 동향

요 약

개인용 스마트 기기와 같은 첨단 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이에 따른 각종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사용자 개인

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실내 측위 기술

이 핵심적이다. 본 고에서는 여러 측위 기술 중에서도 로봇 공학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영상 센서와 지자계 센서를 활

용한 실내 측위 기술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이미 스마트폰

에 탑재되어 있는 일반적인 모노 카메라와 지자계 측정 센서를 

이용한 방식 외에, 최근 깊이 정보가 측정 가능한 카메라도 스

마트폰용으로 개발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진보된 센서를 이용한 

기술에 대해서도 소개하고자 한다. 이 기술들은 현재는 실내용 

서비스 로봇에 적용 가능한 형태로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 향후

에는 사용자의 실내 측위로도 많이 응용될 것이라 생각된다.

Ⅰ. 서 론

실내 서비스 로봇이 원활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들은 주로 지능 기술, 모션 제어 기술, 메카트로닉스 기술 등이 

있다. 지능 기술은 자율 항법, 센싱, 인지 기술 등이 포함되는데 

그 중에서 로봇의 자유로운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자율 항

법 기술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중 로봇의 위치인

식 기술은 GPS 사용이 불가능한 지하, 실내, GPS 음영 지역에

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 이러한 위치인식 기술은 사용자의 

실내 측위에도 활용될 수 있으며, 본 고에서는 로봇에 활용되는 

위치인식 기술을 소개함으로써, 실내 측위 기술에의 활용 가능

성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영상 센서와 지자계 센서를 이용한 위치인식 방식

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하고자 하는데, 이는 대중화되어서 저렴

하면서도 미리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필요가 없이 곧바

로 위치인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카메라는 저렴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영상 기반의 위치인식 관련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영상 

기반의 위치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의 맵을 사전에 만

들어서 맵 기반으로 현재 입력된 영상 정보를 매칭하여 위치인

식을 수행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그러나, 사전에 맵을 만들기 

어렵거나, 환경 정보가 자주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기 어렵다. 이럴 경우에는 맵 작성과 위치인식을 동시에 

수행하는 SLAM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1]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SLAM 기술은 주변 환경의 랜드마

크 정보 – 이는 자연적인 특징점을 추출하거나 인공적인 랜드

마크를 설치하여 얻을 수 있음 - 를 바탕으로 자신의 위치를 추

정해 나가는 방법으로서, 로봇 공학쪽에서는 1980-90년대에 

처음으로 문제가 정의되었고, 현재까지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SLAM 연구 초반에는 칼만 필터나 파티클 필터를 이

용한 필터링이 주를 이뤘지만, 근래에는 그래프 기반의 최적화

를 통해 로봇의 처음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궤적을 추정해 내는 

그래프 기반 SLAM 기술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영상 정보와 더불어 깊이 (depth) 정보 획득이 

대중화되면서 위치인식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마이크로

소프트의 키넥트(Kinect) 센서[2]와 구글의 탱고(Tango) 센서[3]

는 RGB-D (RGB-Depth) 센서의 대중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현재 수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모노 영상만 

가지고는 하기 어려웠던 3차원적인 맵핑과 위치인식이 가능해

짐으로써, LBS (Location-based Service)나 증강 현실 (Aug-

mented Reality)의 구현이 한층 현실에 가까워지게 되었다. 

그러나, 영상 기반 센서는 환경 변화, 특히 조명 변화에 민감

하고, 특징점이 부족할 경우 위치인식 성능이 떨어진다는 단점

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WiFi의 RSSI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와 같은 RF 신호를 이용한 방식들이 실내 

측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RF 신호 기반 

방식은 AP가 설치되어야 하고, 사전에 핑거프린트를 제작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본고에서 소개할 방식은 실내에서 지구자기장의 세기가 왜곡

된다는 원리를 이용한 자기장 기반의 위치인식 기법이다. 보통

은 실내에서 지구 자기장의 왜곡 때문에 이 왜곡을 보상해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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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정보를 획득하려고 하였지만, 본고에서 소개할 방식은 이를 

역이용하는 것이다. 즉, 지구자기장의 왜곡 정보를 특징점으로 

간주하여 로봇이나 사용자의 위치인식에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영상 정보와 같이 환경에 민감하지 않고, AP

와 같은 인프라 설치가 필요 없는 측위 방식이 가능하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론에서는 영상 기반 실내 측위 

기술을 영상 기반 위치인식, 영상 기반 SLAM, RGB-D 센서 

기반 SLAM으로 나누어 소개한다. 또한 지자계 기반 실내 측위 

기술도 지자계 기반 위치인식과 SLAM 기술로 나누어 소개한

다. 마지막으로 위의 기술들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론을 맺는다.

Ⅱ. 영상 및 지자계 기반 실내 측위

1. 영상 기반 실내 측위 기술

가. 영상 기반 위치인식

영상 기반의 위치인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랜드마크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맵은 영상정보와 매

칭이 가능한 랜드마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작업으로 생성하

거나 측정에 의하여 생성할 수 있다. 랜드마크의 경우 인공적

으로 제작된 인공 랜드마크를 사용하거나 주변 환경의 자연적

인 정보를 이용한 자연 랜드마크(특징점)을 이용한다. 인공 랜

드마크를 이용한 방법은 인식 수행 시 잘못 매칭될 확률이 낮

아 신뢰도가 높은 반면에, 위치인식 수행이 필요한 지역에 설

치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자연 랜드

마크를 이용한 위치인식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Speeded up 

robust features (SURF)와 Scale-invariant feature trans-

form (SIFT)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자연 랜드마크로서, 영상

의 코너 점을 추출하고 주변을 descriptor로써 저장하여 사용

한다. 이러한 자연 랜드마크를 이용한 위치인식의 경우 사전에 

특징점으로 구성된 맵의 생성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Struc-

ture-from-Motion (SfM) 기술을 이용하여 3차원 공간상의 

맵을 구성한다. 구성된 맵을 토대로 카메라 자세 추정기술을 이

용하여 위치를 추정한다. 특징점 기반의 위치인식 기술은 특징

점의 매칭 방법과 속도가 중요하여 이에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

행되고 있다. 참고문헌 [4]는 특징점을 Bag-of-Words (BoW)

로 간소화 하고 Approximate Nearest Neighbors (ANN)를 

이용하여 넓은 맵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매칭하는 방법을 제안

하였다. [5]은 mutual visibility information을 이용하여 매칭

률을 향상하였다. 참고문헌 [6]은 가이드 매칭과 multi-scale

로 구성된 맵을 이용하여 쿼드로터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위

치를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카메라 위치추정에 사용되는 Perspective-n-Point(PnP) 기

술[7]은 3차원 공간상의 점과 이미지 상에 매칭된 점을 이용한

다. 하지만 SfM기술로 생성된 맵은 오차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

에, 카메라 추정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특

징점의 오차 모델을 고려하여 맵을 구성하고 이로부터 위치인

식을 함으로써 정확도를 향상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8]. 확률 

기반의 카메라 추정 기술은 <그림 1>과 같이 가우시안 확률기반

의 3차원 맵을 생성하고 Mahalanobis 거리를 이용하여 정확한 

위치를 추정한다.

나. 영상 기반 SLAM

맵 기반의 위치인식의 경우 항상 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번

거로움이 있으며, 맵이 없을 경우 위치인식을 할 수 없는 단

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SLAM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기술을 이용한다. 영상의 경우 

이미지의 깊이 정보를 알 수 없어 단일 영상만으로는 3차원 지

리정보를 추정할 수 없다. 카메라 만으로 SfM기술과 같이 3

차원 환경을 복원하는 경우 사이즈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스케

일 문제(scale problem)을 해결할 수 없으며 영상 기반SLAM

의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영상 기반 

SALM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 문제를 해결한 연구로서 실내환경에서 모바일 로봇에 적합

한 CV-SLAM[9]이 개발되었다. CV-SLAM 방법은 천장의 높

이가 항상 일정하다는 가정으로 규모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청

그림 1. 3차원 확률 맵의 특징점 이미지 투영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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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봇에 탑재되어 사용되었다. MonoSLAM[10]의 경우 크기

를 알고 있는 랜드마크를 초기 맵 생성시 활용함으로써 실시간 

3차원 SLAM기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핸드폰의 간단

한 가속도 센서와 카메라 만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3차원 위

치인식과 맵핑을 수행하는 방법이 제안 되었다[11].

다. RGB-D 기반 SLAM

RGB-D센서는 카메라로부터 획득된 영상 (image)과 영상의 

각 화소 (pixel)에 해당하는 거리 (depth)값을 함께 제공해 주는 

센서로, 대표적인 예는 Microsoft사의 Kinect 센서[2], Google

의 탱고 [3]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RGB-D 센서의 거리 값은 

적외선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햇빛이 강한 야외에서는 측정

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실내 환경에서는 실

외 환경에 비해 햇빛의 영향이 비교적 작기 때문에, RGB-D센

서는 실내 로봇 위치 인식에 센서로 활용되기에 적합하다. 

맵 정보가 있는 공간에서는, 맵 정보와 센서 정보를 이용한 위

치 인식 기술을 활용하면 로봇의 위치 인식이 가능하다. 그러나 

위 기술은 맵 정보가 없거나, 맵 정보가 변하는 환경에서는 활

용이 어렵다. 이러한 단점은,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SLAM 기

술을 이용하면 해결될 수 있다. SLAM 기술은 로봇의 위치추

정과 맵 생성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술이며, 최근 RGB-D 센서

를 활용한 SLAM 기술이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2]-

[16]. RGB-D 센서는 영상과 거리 정보가 동시에 제공되기 때

문에 이를 각각 이용하여 위치를 추정한 후 추정된 위치의 융합

이 가능하다. RGB-D Mapping 방법[12][13][14] 에서는 영상 

정보로부터 특징점 (feature) 정보를 추출하고, 매칭 오류를 줄

이기 위해 RANdom SAmple Consensus (RANSAC)을 수행하

여 루프 폐쇄(loop closure) 검출을 수행하였으며, 또한 거리 정

보로부터 Iterative Closest Point (ICP)를 수행하여 루프 폐쇄 

검출을 수행하면, 로봇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방

법으로 얻어진 위치 추정 결과는 부정확 하기 때문에 올바른 위

치 추정을 위해서는 최적화 기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각 추정된 위치 정보를 구속 조건(constraint)으로 활용하여 자

세 그래프 최적화(pose graph optimization) 기법을 이용하여 

전역 위치 (global localization)를 보정하였다. 참고논문 [12]

[13]과 [14]는 전체적인 알고리즘 흐름은 같지만, 수행되는 요소

기술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참고논문 [12][13]에서는 특징점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SIFT 알고리즘을 응용한 방법을 이용하지

만, 참고논문 [14]에서는 SURF를 이용하여 특징점을 추출하였

다. 또한 참고논문 [12][13]에서는 pose graph optimization 기

법으로 Tree-based netwORk Optimizer (TORO) 기법을 이

용하였으나, 참고논문 [14]에서는 Hierarchical Optimization 

for Pose Graphs on Manifolds (HOG-Man) 기법을 이용하

였다.

영상 정보를 이용하여 특징점을 추출하는 과정은 연산량이 많

기 때문에 실시간성을 보장할 수 없다. 참고논문 [15]에서는 연

산량이 많은 특징점 추출 과정에서 Graphic Processing Unit 

(GPU) 가속을 이용하여 연산시간을 단축시키는 알고리즘을 제

안하였다. RGB-D 3D SLAM 방법은 영상 정보의 특징점을 

그림 2. 특징점 관리자와 루프 폐쇄 검출

그림 3. 비쥬얼 오도메트리로 생성된 3차원 모델 (위),

3D SLAM 알고리즘으로 최적화된 3차원 모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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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로 추출하는 과정에서 GPU를 사용하였다. 또한 <그림 

2>에 나타낸 특징점 관리자를 이용하여 각 노드에서 특징점을 

저장하고 루프 폐쇄가 발생하면 구속조건을 생성하였다. 로봇

의 위치는 Incremental Smoothing And Mapping (iSAM) 기

법 [17]을 이용하여 보정하였다. RGB-D 3D SLAM 방법을 이

용한 실험 결과는 <그림 3>와 같다. <그림 3>의 위의 그림은 비

쥬얼 오도메트리 방법을 이용하였을 때의 결과이고, 아래의 그

림은 RGB-D 3D SLAM 방법을 이용한 결과이다. RGB-D 3D 

SLAM 방법은 올바르게 위치를 추정하였기 때문에 생성된 맵

이 정확함을 볼 수 있다.

기존의 SLAM 기술은 정적인 환경을 가정하고 문제를 해결하

였다. 이러한 방법은 주변 환경이 변하게 되면 적용할 수 없다

는 단점을 갖고 있다. 참고논문 [16]에서는 RGB-D 센서를 이

용하여 주변 환경이 변하더라도 위치 인식이 가능한 방법을 제

안하였다. 각 위치에 해당하는 노드를 그룹으로 묶어서 그룹

의 공분산을 생성한다. 그룹간의 Mahalanobis 거리로부터 오

차를 정의하고 오차 값이 커지게 되면 구속조건의 연결을 끊어 

주어 잘못된 루프 폐쇄를 없애주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림 4

는 제안된 Grouping nodes and Pruning constraints SLAM 

(GP-SLAM) [16]의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검은색 실선은 참

값을 의미하고 빨간색 쇄선은 기존 SLAM 알고리즘을 적용하

였을 때의 결과이다. 회색 점선은 odometry의 결과이며, 노란

색 점선은 GP-SLAM 방법을 이용하였을 때의 결과이다. 기존 

SLAM의 결과는 주변 환경이 변하게 되면 잘못된 constraint가 

생성되여, 올바른 위치 추정에 실패하지만, GP-SLAM은 잘못

된 constraint 가 생성되어도, 이를 제거하여 올바른 위치 추정

이 가능함을 볼 수 있다.

<그림 4>와 같은 4.4 m×3.3 m의 공간에서 실험을 진행하였

을 때, Odometry 는 0.415m의 오차 중앙값을, 기존 SLAM방

식은 0.112m의 오차 중앙값을, GP-SLAM 방법은 0.037m의 

오차 중앙값을 주어, 가장 오차가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지자계 기반 실내 측위 기술

가. 지자계 기반 위치인식

지구자기장은 지구 내부의 움직임에 의해 생성되는 것으로 실

외에서는 거의 변화 없이 일정하게 측정된다. 하지만 실내 환경

에서의 지구 자기장은 건축물의 철골 구조, 철재가구, 전자제품 

등에 의해서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간적인 변화를 갖는다. 

즉, 지역적으로 고유한 신호 분포가 생성되기 때문에 실내 지구

자기장 분포에 대한 지도를 구축해 놓으면 로봇이나 사용자의 

위치 인식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지구자기장은 시간

에 대한 세기 변화가 작다는 장점이 있다. 보통 지상에서 측정

되는 자기장의 크기는 25μT에서 65μT 정도이며, 시간에 따른 

변화량은 ±45nT 으로 알려져 있어 위치인식에 활용하기에 적

합하다[18].

최근 이러한 실내 지구자기장 신호 분포를 로봇 위치 인식

에 활용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9][20]. 지구자기장은 어

떤 장소에서도 측정 가능하며, 지자기 센서는 대부분의 스마

트 기기에 탑재되어 있을 정도로 저가이기 때문에 실제 상용

화된 로봇에 큰 비용의 증가 없이 적용할 수 있다. 위치인식에 

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실내 자기장 맵을 미리 구축해 놓

고, 그 맵을 기반으로 몬테카를로 위치인식 기법 (Monte Carlo 

Localization)이나 파티클 필터와 같은 베이지안 추론기법을 이

용하여 위치를 추정한다. 또한 인공신경망(neural network)이

나 support vector machine (SVM)과 같은 기계학습 기법을 

이용할 경우, 이전 주행 시의 위치와 자기장 신호값을 학습하여 

추후에 전역적인 재위치인식을 수행 할 때 초기 위치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나. 지자계 기반 SLAM

미리 실내 자기장 정보를 구축해 놓기 위해서는 로봇을 수동

으로 조종하거나 사람이 직접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또한 건물 내에 컴

퓨터나 스피커와 같이 자기장에 영향을 주는 전자기기나 철재

의 배치가 바뀌게 되면 자기장 분포가 바뀌기 때문에 주기적으

로 지구자기장 지도를 업데이트 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SLAM 기술을 이용하여 로봇

의 위치추정과 자기장 추정을 동시에 수행하는 MF-SLAM 

그림 4. GP-SLAM [16]의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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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etic Field-based SLAM)[21] 기술이 개발되었다. MF-

SLAM에서는 지자기를 추정하기 위한 모델로 가우시안 프로세

스 (Gaussian Process)를 사용하였으며, 로봇의 위치 추정을 

위해 Rao-Blackwellized 파티클 필터를 사용하였다. 위 기술

은 SLAM 기술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사전에 지구자기장 지도

를 구축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없지만 로봇이 특정 지점을 반복

해서 지나쳐야 하는 등의 로봇 움직임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실제 로봇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참고논문 [22]에서는 상업화된 청소 로봇에 적용할 목적으로 

저가의 신호 세기 측정 센서를 이용한 벡터장 SLAM이 제안되

었다. 벡터장 SLAM 은 지구자기장 신호에 국한되지 않고 실내 

공간에서 측정되는 각종 신호들의 세기를 추정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기존의 특징점 기반의 맵을 

구축하는 SLAM과는 달리, 벡터장 SLAM은 그림 5와 같이 공

간을 정방형의 수 많은 셀들로 나누고 각 셀의 노드들을 가상의 

특징점으로 간주하여 신호들에 대한 맵을 구축해 나간다. 즉, 

로봇이 각 셀들을 돌아다니면서 각 노드들에 대한 신호들을 예

측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추정한다. 참고문헌 [22]에서는 자외선 

빛을 발광하는 North Star 센서를 건물 내 곳곳에 설치하여 빛 

신호 세기 분포를 추정하는 벡터장 SLAM을 구현하였다.

최근에는 벡터장 SLAM기법을 기반으로 실내 지구자기장을 

벡터장으로 간주하여 위치 추정 정확도를 크게 향상 시킨 DV- 

SLAM (Dual-sensor-based Vector field SLAM)[23]이 제안

되었다. 벡터장을 추정하기 위해 Bilinear 관측 모델을 사용하

는 기존 벡터장 SLAM의 가관측성 (Observability)을 피셔 정

보 행렬(Fisher Information Matrix) 기반의 분석을 수행하였

다. 그 분석 결과에 따라 SLAM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 2개의 지구자기장 센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도출하고, 

두 지구자기장 센서들의 배치 방법을 제시하였다. DV-SLAM

은 청소로봇에 탑재되어 실제 청소로봇의 주행 경로와 유사하

게 주행하면서 다양한 환경에서의 테스트가 수행되었다. 외부 

환경에 NorthStar와 같은 비컨을 설치하는 기존 벡터장 SLAM

과 비교해 볼 때 DV-SLAM은 별도의 외부 비컨 설치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으며, 지구자기장 만으로도 정확도가 크게 향

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논문 [24]에서는 지구자기장의 관측 모델을 Bicubic 보간

법으로 대체한 SLAM 기법을 제시하였다. 지구자기장은 공간에 

대해 신호 세기의 기울기가 부드럽고 연속적으로 변화한다는 특

성이 있다. 신호세기의 분포가 부드럽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최

소한 1차 미분이 연속인 보간법을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가장 낮은 차수의 다항식 보간법이 바로 Bicubic 보

간법이다. Bicubic 보간법은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총 16개

의 노드값을 이용하여 관측값을 추정하기 때문에 Bilinear 보간

법에 비해 좀더 정확한 지구자기장 추정이 가능하다.

자기장을 이용한 SLAM은 최근 위치그래프 최적화를 이용

한 방법으로도 제안이 되었다[25]. 위치그래프 최적화 프레임

워크 내에서 로봇의 이동경로는 위치 노드들로 구성되며 각각

그림 5. Bilinear 보간법 기반의 벡터장 SLAM
그림 6. Bilinear 보간법(좌)과 Bicubic 보간법 (우)에 따른 업데이트 되는 노드 (회색)

그림 7. 자기장 관측을 이용한 시퀀스 생성 예시

그림 8. Loop closing 구속조건 생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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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위치그래프 기반 자기장 SLAM [25] 실험 결과

의 노드는 센서 관측값에 의한 구속조건으로 연결된다. 위치

그래프 기반 자기장 SLAM에서는 로봇이 주행 중 정지 상태에

서 회전할 경우와 이전에 지났던 경로를 다시 지나는 경우(loop 

closing)에 대해 각각 실내 자기장 측정 값이 적절한 구속조건

을 줄 수 있도록 설계한다. 회전 구속조건은 로봇이 정지상태에

서 회전하는 동안에도 관측되는 자기장 벡터는 전역좌표계 상

에서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줄 수 있다. 로봇이 회전할 때 자기

장 센서도 함께 회전하므로 회전 전후로 관측되는 자기장 벡터 

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로봇의 회전각에 대한 구속조건을 줄 수 

있다. Loop closing 구속조건의 경우, 현재 관측되고 있는 자

기장 패턴을 이전에 관측된 값과 매칭함으로 줄 수 있다. 하지

만 자기장 벡터는 x, y, z 축의 자기장 세기인 세 개의 요소(mx, 

my, mz)만을 가지므로 매칭 과정에서 모호성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림 7>과 같이 로봇이 일정 거리를 주행하

는 동안 발생한 노드들을 그룹화하고, 해당되는 노드들에 대해 

측정된 자기장 관측값들을 하나의 시퀀스(si)로 정의하여 이를 

매칭에 사용한다. 노드 그룹화의 경우 자기장 센싱값이 로봇의 

회전각에 민감하므로 로봇이 일정 직선구간을 주행할 경우에만 

그룹화하도록 한다. 매칭은 새로운 노드 그룹이 형성될 때만 이

뤄지며 노드 그룹 간의 shifting을 고려하여 매칭 스코어를 계

산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그림 8>에 나타내었다. 그림에

서 snew는 새로 생성된 노드 그룹 시퀀스, DE는 시퀀스 간의 매

칭 스코어를 나타낸다.

<그림 9>는 참고논문 [25]에 대한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그

림에서 일반적인 노드는 흰색으로, 시퀀스를 형성하고 있는 노

드들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되었다. 회색 노드들은 자기

장 관측에 의해 루프 폐쇄 구속조건이 주어진 노드들이다. 이

러한 실험 결과를 통해 자기장 기반의 구속 조건이 자세 그래

프 최적화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논문 [25]에서 

제시하고 있는 오차수준은 45m×56m 공간에서 0.3m (평균오

차)이다.

Ⅲ. 결 론

본고에서는 실내 서비스 로봇에서 활용되고 있는 실내 위치 인

식 기술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특히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주

목받고 있는 영상 센서와 지자계 센서를 활용한 실내 측위 기술

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모노 

카메라를 이용한 방식들은 많은 연구가 되고 있으며, 실시간으

로 위치 인식이 가능함이 보여졌다. 모노 카메라의 단점인 스케

일 문제를 IMU (Inertial Measurement Unit) 등과 융합하여 

해결하기 위한 시도들도 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테레오 방

식 또는 IR (적외선) 패턴 정보를 이용하여 깊이 정보가 측정 가

능한 카메라도 스마트폰용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깊이 

정보를 이용한 강인한 위치 인식 기법들도 소개되었으며, 수백 

m2의 넓은 공간에서도 1m 이내의 오차만을 가짐이 보여졌다.

특히 본고에서는 지구 자기장의 왜곡 패턴을 활용한 위치인식 

기법을 소개하였다. 지구 자기장은 실내에서 왜곡이 일어나는

데, 이를 역이용하여 위치인식에 활용하기 위한 시도로서, 마찬

가지로 수백 m2의 넓은 공간에서도 1m 이내의 오차 수준을 보

임을 알 수 있다. 

본 고에서 소개한 기술들은 현재는 실내용 서비스 로봇에 적

용 가능한 형태로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사용자의 실

내 측위로도 많이 응용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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